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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치구 시장명 행사기간 대표 주요 행사내용

종로구

광장시장
9.10.(화)

윤  재

(010-4650-9104)

▪상품(제수용품) 할인 이벤트

▪문화공연 (주민 참여 노래 및 장기자랑)

▪현장 직거래 장터 운

통인시장 9.11～9.25
정 흥 우

(016-9466-5113)
▪구매고객에게 ‘점포별 공용쿠폰/ 경품응모권 지급 

중 구

삼익패션타운
9.12~9.13

(11시 ~ 16시)

 한장교

(756-7536~7)

▪10 ~ 30% 세일행사 (9.12 ~ 9.13)

▪이벤트행사 (9.12 ~ 9.13)

  - 풍물놀이, 제기차기,고객•상인 노래자랑

▪30,000원 이상 구매고객 사은품 증정

숭례문

수입상가
9.16~9.17

이해권

(779-2951)

▪전통시장 상품권 및 사은품 증정(9.16 ~ 9.17)

▪제기차기 (9.16 ~ 9.17)

▪상가전체 10% 할인행사(9.16 ~ 9.17)

동평화시장 9.11
이상섭

(2235-5881)

▪추석맞이 고객과 함께하는 노래자랑 (9.11)

  - 참여대상 : 참가신청자 및 내점고객

▪깜짝 의류경매행사(9.11)

신평화

패션타운
9.10

손근수

(2253-0714)

▪경품추첨 이벤트행사 (9.10 22시)

  - 장  소 : 신평화상가내

신중부시장 9.12~9.13
김정안

(2273-0006)

▪전품목 10% 할인행사 (9.12 ~ 9.13)

▪장바구니 증정 (9.12 ~ 9.13)

테크노상가 9.12~9.13
박중현

(2232-4821)

▪홍보용 사은품 지급(9.12 ~ 9.13)

▪경품행사(9.12 ~ 9.13(밤12시 ~ 새벽2시))

평화시장 9.11~9.13
장주홍

(2265-3531~2)

▪떡메치기 공연 및 체험행사(9.11 ~ 9.13)

▪난타공연 (9.11 ~ 9.13)

▪온누리전통시장상품권 경품행사(9.11 ~ 9.13)

중앙시장 9.6~9.16
박정원

(2232-9559)

▪방문고객 쿠폰 증정 (9.6 ~ 소진시)

▪주부팔씨름대회 및 투호던지기(9.13 )

  - 상 품 : 총 상금28만원(1~5등까지 시상)

용산구

이촌종합시장 9.6~9.14
김 종

(796-8290)

▪경품권 증정(1만원 이상 구매 고객) 및 추첨

▪가수공연 및 노래자랑 등

만리시장 9.2~9.12
최인숙

(714-2559)

▪경품권증정(1만원 이상 구매 고객) 및 추첨

▪가수 및 코미디언 공연 등

후암시장 9.9~9.16
이기원

(754-5114)

▪경품권증정(5천원 이상 구매 고객) 및 추첨

▪가수 공연 및 전통놀이 등

성동구

금남시장 9. 12.
이관희

(010-5270-6030)

▪제수용품 할인행사(9. 2.~9. 12.)

▪제기차기, 투호놀이 등 민속놀이(9. 12.)

뚝도시장 9.12~9.13.
권오관

(010-5294-5520)

▪직거래장터 개설 (9. 12.~ 9.13)

▪주민과 참여마당(구제적으로는 미정)

▪먹거리 할인행사

마장

축산물시장
 9. 9

이민형

(010-8339-8022)

▪가을맞이 육류 할인판매 (9. 9)

▪먹거리 할인행사 (9. 9)

용답상가시장 9. 11
김 홍

(010-3186-4326)

▪민속놀이: 투호놀이, 제기차기, 등

▪시장장보기, 행운권 추첨 등

도선동상점가 9. 12
이기백

(011-234-4268)

▪독거노인 및 한부모가정 송편나눠주기(9. 12)

▪지역유관단체와 함께하는 행사진행(미정)

▪장기자랑, 민속놀이 등

광진구

중곡제일

시장
9.7~9.15

박태신

(466-5003)

▪제수용품  5~10% 할인행사(9. 8 ~ 9.14)

▪ 광굴비 직거래 판매(9. 8 11시~)

  - 판매물량 :200두릅(‘전통시장가는날’판매외)

▪주부팔씨름대회(9. 9 15:00~)

자양시장 9.5~9.17 김정성 ▪제수용품 할인행사(9. 5 ~ 9.14)

추석명  특별 이벤트 참여시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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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458-1624)
  - 판매품목 : 과일류, 축산물 등 10~15% 헐인

▪송편빚기, 주부팔씨름대회 (9.10 14시~)

동교시장 9. 2~9.21
김흥복

(463-9686)

▪제수용품 할인행사 (9. 2 ~ 9.21)

  - 판매품목 : 과일류, 축산물 등 10~15%헐안

▪주민장기자랑, 제기차기(9.10 15:00~17:00)

▪우수고객 사은품 증정

  쿠폰 추첨 전통시장 상품권 증정 

노룬산시장
9. 5(목)~

9. 15(일)

지순재

(465-2103)

▪ 제수용품 할인행사(9. 5 ~ 9.18)

  - 판매품목 : 과일류, 축산물 등 5~10%할인

▪ 고객감사 송편시연 및 나눔잔치(9.11 14시)

  - 내    용 : 시연송편 관내 저소득가정 나눔

▪ 주부팔씨름대회, 한마음 줄다리기(9.11 15시)

▪ 만원이상 우수고객 사은품 증정(선착순)  

화양제일

시장

9. 7(토)~

9.21(토)

차도잉

(465-6221)

▪ 제수용품 할인행사(9.7~9.21)

  - 판매품목 : 과일류, 축산물 등 5~10% 할인

▪ 송편빚기대회, 주민장기자랑 (9.13 15시)

▪우수고객 전통시장 상품권 증정

▪전통시장 가는날’ 특판( 광굴비): 9. 8(일)

동대문

답십리

현대시장
9.10~11

정성관

(070-7788-4435)

▪ 광굴비 10% 할인 특가판매(9.10~9.11)

▪투호놀이,제기차기 등 전통놀이(9.10~9.11)

▪ 즉석행운권, 슬러시제공 등

서울약령시장 9.12~17
방기생

(969-4793)

▪한약,건강식품 할인행사(9.12~9.17)

  - 판매품목:한약, 건강식품 등 10~20% 할인

▪7080공연, 풍물공연 등 문화행사 (9.12~9.17)

  - 장소:약령문 1번, 지하철2번 역내

▪노래자랑,경품증정 등

전농

로터리시장
9.10

서환춘

(2217-1231)

▪제수용품 특가판매 (9.10)

▪품바, 노래자랑 등 문화행사(9.10)

▪풍물놀이.경품증정 등

청량리

전통시장
9.10

이상구

(966-1040)
▪경품증정 : 온누리상품권, 백미 등

청량리

청과물시장
9.11

김수성

(070-7722-1650)
▪경품증정 : 온누리상품권, 과일 등

회기시장 9.24~25
최정

(967-8888)

▪풍물단 문화행사(9.24 15시)

▪온누리상품권 증정 등

중랑구

동부골목시장
9.1~9.18

임호현

(437-8155)

▪축산물,과일,굴비 10%~ 활인행사(9. 1.~9. 18.)

▪송편빚기 (9. 8. 15시)

▪ 경품추첨행사 (9.1~9.8)

▪ 문화행사 (9. 8. 오후4시)

동원골목시장 9.4~9.12
이정배    

(2209-0220)

▪온누리 상품권 판매행사(9.4~9.6/ 9.9~9.12)

  - 상품권 10만원 구매고객에 1만원 추가증정

면목골목시장 9.6~9.14
송철섭    

(496-5665)

▪온누리 상품권 판매행사(9.10~9.12)

  - 상품권 10만원 구매고객에 1만원 추가증정

▪제수용품 할인행사(9.6~9.14)

  - 제수용품 및 1차 농수축산물 등 10~20%할인

우림골목시장 9.14~9.25
박철우    

(436-3598)

▪온누리 상품권 판매행사(9.9~

▪제수용품 할인행사(9.11~9.16)

  - 판매품목 : 제수용품 20~30% 세일행사

성북구

장위전통시장 2013.9.6(금)
정호준

(070-7799-9129)

▪제기차기(9.6 14:00 ~ 15:00)

▪주민노래자랑(9.6 15:00 ~ 18:00) 

▪경품행사 (9.6 15:00 ~ 18:00)

길음시장 2013.9.8
김성주

(010-3342-3308)

▪제기차기(9.8)

▪투호놀이(9.8)

▪주민노래자랑(9.8)

석관황금시장 2013.9.11
노대균

(010-4353-0610)

▪제기차기(9.11)

▪송편 빨리 만들기 행사(9.11)

▪주민노래자랑(9.11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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돈암제일시장 2013.9.13
박석훈

(926-5133)

▪팝콘 시식행사(9.13)

▪행운의 장바구니(9.13)

▪투호놀이 (9.13)

▪다트놀이(9.13)

정릉시장 2013.9.14(토)
백제선

(070-4126-0098)

▪다문화가정 노래자랑(9.14 13:30 ~ 16:30

▪경품행사 (9.14(토) 16:30 ~ 18:00)

강북구

수유시장 9.9~9.12
김은수

(989-4730)

▪경품 추첨 행사(09.12)

▪제기차기, 투호던지기 (9.9 / 9.11)

▪전통시장이용 감사 사은대잔치

수유전통시장 9.9~9.12
최기석

(989-4730)

▪추석맞이 응원 문자메시지 보내기

▪경품 추첨 행사(9.12)

수유재래시장 9.9~9.11
이성엽

(987-6380)

▪제기차기, 투호던지기 (9.10/9.11)

▪경품 추첨 행사(9.11 18시)

번동북부시장 9.6~9.12
정철화

(902-1683)

▪일석이조 행사 : 3만 원 이상구매고객

  - 온누리상품권 증정(5,000원) 및 경품응모권 증정

도봉구

방학동

도깨비시장
9.8~9.11

김진홍

(010-8884-8770)

▪제수용품 할인행사(9.8~9.11)

  - 판매품목 : 축산물, 과일류 등 30%~50%

▪전통민속놀이 경연대회(9.10)

▪경품권증정행사  

창동신창시장 9.9~9.15
백용수

(010-6223-5313)

▪제수용품 할인행사(.9.9.~9.15)

  - 축산물, 과일류, 생선 등 20%~30% 할인

▪전통민속놀이(제기차기, 팔씨름) 경연대회(9.8)

▪사은품증정행사(9.6~9.15)  

창동골목시장 9.10~9.14 
오세출

(010-3742-6757)

▪제수용품 할인행사(9.1~9.14)

  - 축산물, 과일류 등 10~30% 할인

▪사은품증정행사(9.10~9.14)

노원구
공릉동도깨비

시장
9.5~9.17

박상복

010-5242-6564

▪제수용품 할인행사(9.5~9.17)

▪추석명절 이벤트(가수,연예인)공연 및

    전통놀이 참여 (9. 15)

은평구

대조 9.15~9.16
박경수

(011-714-2841)

▪사은품행사 : 5만원 이상 구매

▪품바공연   

대림 9.6~9.15
전용균

(010-3744-8283)

▪온누리상품권, 경품권 증정

▪민속놀이 

▪굴비특가판매 1.5㎏ 200두룸

연서 9.9~9.13
박병근

(011-284-2518)

▪제수용품 할인행사

  - 축산물, 과일류(할인율: 10~20%)

▪전 구매고객 경품권지급

▪주부고객 제기차기대회

▪각설이 가수 등 거리 공연

신응암 13.9.11
양판석

(010-9760-3426)

▪고객감사대잔치(9.11 13시)

   - 마술, 코미디쇼, 노래자랑, 복주머니퀴즈경연

연신내

상점가
9.17~

이한철

(070-8927-3254)
▪쿠폰증정 사은행사

서대문

천시장 9.10
이평주

(364-1926)

▪노래자랑, 팔씨름 대회 등 행사(9.10 13시)

▪루리밴드 공연(드럼, 기타 등)

▪제기차기, 가위바위보게임 등

인왕시장 9.12~9.23
이재석

(394-1998)

▪제수용품 10~20%할인행사(9.12 ~ 9.17)

▪노래자랑, 다트게임 등 행사(9.13)

▪경품추첨(9.23)

포방터시장 9.11~9.27
정용래

(396-3335)

▪각설이타령 (9.11 ~ 9.17)

▪노래자랑, 연예인 공연 등 행사(9.27)

마포구

망원시장 9.14~9.24
서정래

335-3549

▪추석맞이 특별세일(9.14~9.18)

  - 할 인 율 : 약20%~50%

▪추첨권 지급 및 경품 증정(9.14~9.18)

망원

월드컵시장

2013

9.4~9.8

김재진

322-6656

▪농.수.축산물 특가세일(9.4~9.8)

  - 할인품목 : 농.수.축산물 10~30%

▪ 경품추첨행사(9.8)

▪행운의 다트 참여(100% 경품지급)



- 4 -

서교시장
2013

9.5~9.16

이진동

3141-2503

▪제수용품 특별할인 판매(9.5~9.15)

  - 기    간 : 2013.9.5 ~ 9.15

  - 할인품목 : 농수산물 제수용품 10~20% 할인

▪경품 증정 및 상품권 증정행사(9.5`9.16)

▪송편빚기 나눔행사, 주부팔씨름 대회

마포․공덕

시장
9.11

박종석

719-5060

▪노래자랑 “나는 전통시장이다”

  - 일   시 : 2013. 9.11 16:00

  - 장   소 : 마포․공덕시장 특별무대

마포농수산물

시장
9.6~9.27

박남윤

309-0419
▪경품권 증정 및 추첨행사(9.6~9.22)

양천구

목3동시장

2013. 9. 9(월) 

~ 2013. 9. 

15(일)

문성기

(010-7696-5335)

▪특화상품 할인행사(9.9~9.15)

▪민속 문화행사(9.14 13시)

▪주민 노래자랑(9.14 15시)

▪경품추첨 행사(9.14 16시)

목4동시장

2013. 9. 9(월) 

~ 2013. 9. 

15(일)

신선우

(010-3388-8282)

▪특화상품 10~30% 할인행사(9.9~9.15)

▪문화행사(9.14 11시)

▪어린이 장보기 행사(9.14 11시)

▪주민 노래자랑(9.14 13시)

▪경품추첨 행사(9.14 16시30분)

신 시장

2013. 9. 9(월) 

~ 2013. 9. 

15(일)

박선종

(010-7138-1024)

▪제수용품 할인행사(9. ~ 9. 15)

  - 축산물, 수산물, 과일  10 ~ 30% 할인

▪깜짝 경매세일(9.9 16시)

  - 각 점포 특화상품 10 ~ 40% 깜짝세일

▪어린이동반 송편빚기(9. 10 15:00 ~ 17:00)

▪송편나눔 행사(9.10 15시)

▪경품추첨 행사(9.10 17시)

경창시장

2013. 9. 9(월) 

~ 2013. 9. 

15(일)

한상규

(010-5250-6954)

▪제수용품 할인행사(9.9~9.15)

▪민속 문화행사(9.11 11시)

▪노래자랑 대회(9.11 15시)

▪경품추첨 행사(9.11 18시)

강서구

남부골목시장 9. 6(금)
김경윤

(010-6811-6309)
▪주민노래자랑(9.6 14시)

까치산시장 9. 7(토)
양승철

(010-3764-2423)
▪노래자랑(9.7 14시)

화곡본동시장 9. 9(월)
강삼열

(010-9034-8610)

▪주민노래자랑(9.9 13:30)

▪즉석복권 지급

화곡중앙골목

시장
9. 9~9.10

설동규

(010-8577-8392)

▪훌라후프 돌리기(9.9)

▪사과깍기(9.9 14시)

▪송편빚기(9. 10 13:00)

▪노래자랑 (9.10 14시)

방신재래시장 9. 10(화)
최성규

(010-9044-2725)

▪제기차기, 떡메치기(9. 10 11:30)

▪노래자랑(9. 10 13시)

송화골목시장 9. 11(수)
조덕준

(010-8779-5767)

▪송편빚기, 훌라후프 돌리기 등(9. 11 11:40)

▪노래자랑(9. 11(수) 14:40)

구로구

구로시장 9.5~9.15
이종운

(010-6761-3252)

▪노래자랑, 경품추첨 등 문화행사 (9.12 16시)

▪명절맞이 할인행사(9.5~9.15)

남구로시장 9.4~9.8
하재윤

(010-5463-1161)

▪추석명절 맞이 이벤트 (9.4)

  - 내용 : 연예인 초청 공연, 경품추첨

▪제수용품 10~20% 할인행사(9.4~9.8)

  - 기간 : 2013.9.4~9.8

고척근린시장 9.11~9.15
황윤섭

(010-3664-5682)

▪경품추첨 행사(9.11~9.15 중 17:00)

▪제수용품 10~20% 할인행사(9.11~9.15)

금천구 남문시장 9.10~9.11
손덕용

(010-8620-0310)

▪전통농악놀이(9. 10. 14:00~15:30

  - 내  용 : 풍물공연 및 떡 나눠먹기

▪주민노래자랑(2013. 9. 10 11시/16시)

▪반짝세일행사 (9. 11. 14:00~16:00)

  - 품  목 : 코다리, 사과 1+1 행사

▪제수용품 20~10%할인판매(9. 11. 11:00 ~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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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대시장 9.10(화)
이원태

(010-3099-1449)

▪제수용품 20%~10% 할인

▪문화 공연(9. 10. 13:00~20:00)

  - 장  소 : 새재미 공원 내

대명

여울빚거리
9.11(수)

이순복

(010-8220-5403)

▪특가판매 (9. 11. 14:00~18:00)

  - 소고기, 광굴비, 직거래상품 15% ~ 10% 할인

▪추석맞이 이벤트 (1부, 2부)

  - 기  간 : 9. 11. 13:00~17:00, 18:00~21:00

  - 전문MC초청, 코미디언, 가수 공연 등

독산동 우시장 9.13(금)
문현국

(010-9117-3089)

▪돼지 한 마리 이벤트(9 13. 10:00~15:00)

  - 우시장 이용 고객에 선착순 돼지고기 지급

▪추석맞이 나눔 행사(9. 13. 15:00~16:00)

  - 취약계층에 한우 우족 60세트 증정 행사

은행나무시장 9.8(일)
전용모

(010-3784-5448)

▪전통 놀이 행사(9. 8. 10:00~18:00)

  - 제기차기, 가위바위보 등 게임을 통해 경품 지급

▪고객 감사 사은품 증정(9. 8. 10:00~소진 시)

▪ 광굴비 60%할인행사(9. 8. 10:00)

등포

우 리 시 장 9.11~14
이석창

832-2605

▪명절사은품 증정(1만원이상구매시)

▪민속놀이((9.14, 11:00) :제기차기, 윷놀이 등

 일 시 장 9.13
박성인

2632-3508
▪제수용품 할인 행사 :조기구매시 상품권증정

남서울 상가 9.12
김동한

2634-7610

▪ 제수 및 선물용품 세일행사(20%)

▪송편만들기,제기차기,윷놀이 등

동 남 상 가 9.12
김흥수

2635-4846
▪윷놀이, 제기차기 등)

등포시장

기계공구상가
9.10~14

최성용

2635-8005
▪사은품증정 행사 /5만원이상 구매고객

대 신 시 장 9.13
안연봉

842-0003
▪윷놀이, 알까기, 화살던지기

제 일 상 가 9.13
안준식

2634-0310

▪경품행사 및 민속놀이:대형윷놀이, 제기차기 등

▪5만원이상 구매고객 상품권증정

등포

전통시장
9.15~21

이경만

2634-1308
▪스크래치이용한 경품지급

 신 상 가 9.13 
김용달

2634-0602

▪민속놀이 및 사은품증정

  - 송편만들기, 제기차기 등

삼 구 시 장 9.13
고태호

2634-0536

▪주민참여 민속놀이

  - 딱지치기, 윷놀이 등

로타리 상가 9.13
안희준

2634-0591

▪쿠폰 및 상품권증정 행사

  - 5만원이상 구매시 쿠폰증정

▪민속놀이(9.13 13:00) :씨름, 윷놀이 등

조 광 시 장 9.16
최형일

2675-3269

▪경품 및 사은품 증정행사

  - 사과, 배, 포도 구매시

사 러 가 9.6~18
남정헌

834-8900

▪3만원이상구매고객응모권지급

   ※ 추첨을 통한 온누리상품권 증정

관악구

관악신사시장 9.10~9.12
임 업

(02-855-1994)

▪경품 추첨 행사 (9. 10 14시)

▪ 송편빚기 행사(9. 12 14시)

신원시장 9.6~9.15
송기춘

(02-854-5453)

▪온누리상품권 할인 판매 (9. 6 ~ 9. 15)

  - 상품권 10만원 구매 시 1만원권 지원

인헌시장 9.9~9.10

김보현

(010-5260

-2065)

▪알뜰 장보기 행사(9.9 14시)

▪경품 추첨 행사(9. 10 16:00)

  - 참여대상 : 주부 약 200명

  - 혜    택 : 전통시장 상품권 증정

펭귄시장 9.11(수)
이정호

(02-857-3810)
▪ 알뜰 장보기 및 경품 추첨 행사(9.11)

서원동상점가 9.14(토)
김호경

(02-889-1233)
▪ 노래 자랑 대회(9. 14 17:00)

삼성동시장 9.14(토)
하상대

(02-884-0428)
▪노래 자랑 대회(13. 9. 14 14:00)

강남골목시장 9.15(일) 이동수 ▪경품 추첨 행사(9. 15 16:00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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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010-3897-7016)

강남구

동전통시장 9.9~9.17
권기원

(010-2614-9447)

▪제수용품 20`50% 할인행사(9.9~9.17)

▪제기차기, 인절미만들기 등 (9.13 16시)

▪전통시장 상품권, 노래자랑, 쿠폰증정 등

개포2동

중심상점가
9.13

이창연

(010-4488-7484)

▪팔씨름대회, 제기차기 등 문화행사(9.13 14시)

▪전통시장 상품권, 노래자랑 등(9. 13 14:00)

송파구

마천중앙시장 9.7~9.9
유재훈

(448-2808)

▪1점포 1품목세일 및 경품행사(9.7~9.9)

▪어린이 전통시장 그림 전시(9.7~9.9)

▪예쁜 송편 만들기 경연대회 (9.9 11시~)

▪캐리커쳐 그리기(9.9 10시~)

방이시장 9.6~9.7
추창식

(070-8953-3811)

▪합동세일 및 풍물시장 개최(9.6)

▪고객참여 이벤트( 9. 7. 13:00 ~ 17:00)

  - 초청가수 공연, 주민노래자랑, 각설이 공연 등

석촌시장 9.8~9.9
이경희

(414-8784)

▪합동세일 및 경품행사(9.8~9.9)

  - 합동세일 : 제수용품 5~40% 할인판매

▪주민 노래자랑(9.9. 12:00 ~)

▪민속놀이(투호) 병행 실시

풍납시장 9.8~9.16
승대문

(070-8792-4500)

▪합동세일 및 경품행사(9.8~9.16)

▪고객참여 이벤트(9. 12. 13:00 ~ 16:00)

  - 송편만들기, 시골두부만들기

▪풍납시장 기원제 개최(9. 13. 15:00 ~ 18:00)

  - 국악한마당, 전통무용, 노래자랑

새마을시장 9.10~9,11
임재복

(2203-4949)

▪제수용품 등 10~30%할인행사(9. 10~9. 11)

▪고객참여 이벤트(9. 11. 14:00~20:00)

  - 초청가수 공연, 밸리댄스,떡메치기, 송편만

들기, 투호, 윷놀이, 경품지급

문정동로데오

상점가

9.9~

10.6

이종덕

(400-1633)

▪의류, 잡화 등 80%~30% 할인(9.9 ~ 10. 6)

▪전통 민속놀이 체험(9.13~9.15)

강동구

암사종합시장 9.12~9.14 442-1040

▪전통시장 판촉프로그램 운

▪제수용품 할인행사/시민참여 이벤트 행사

▪자매결연 기관, 단체 이벤트 행사

둔촌역 

전통시장
9.16~ 9.18 070-4025-4967

▪전통시장 판촉프로그램 운

▪제수용품 할인행사/시민참여 이벤트 행사

▪자매결연 기관, 단체 이벤트 행사

명일골목시장 9.12~ 9.14 3426-2070

▪전통시장 판촉프로그램 운

▪제수용품 할인행사/시민참여 이벤트 행사

▪자매결연 기관, 단체 이벤트 행사

길동골목시장 9.13~9.15 010-3703-8982

▪전통시장 판촉프로그램 운

▪제수용품 할인행사/시민참여 이벤트 행사

▪자매결연 기관, 단체 이벤트 행사

▪유치원생, 초등학교 전통시장 체험

성내전통시장 9.16~9.18 484-2581

▪전통시장 판촉프로그램 운

▪제수용품 할인행사/시민참여 이벤트 행사

▪자매결연 기관, 단체 이벤트 행사

▪유치원생, 초등학교 전통시장 체험

고분다리

골목시장
9.13~9.15 016-329-3430

▪전통시장 판촉프로그램 운

▪제수용품 할인행사

▪시민참여 이벤트 행사

▪자매결연 기관, 단체 이벤트 행사

천호로데오 

상점가
9.17~9.18 017-206-7155

▪고객참여 이벤트 행사

▪장기자랑(노래, 팔씨름, 등), 비보이 공연

고덕전통시장 9.11~9.13 011-9275-5960

▪전통시장 판촉프로그램 운

▪제수용품 할인행사/ 시민참여 이벤트 행사

▪자매결연 기관, 단체 이벤트 행사

장신구

특화거리
9.16~9.18 010-5110-5135

▪고객참여 이벤트 행사

▪장기자랑(노래, 팔씨름, 등)

※ 행사내용은 시장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
